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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M 내부에서의 정  합기술

서  정․강 희 신․김 정 오 

Precision Joining Technology in the SEM

Jeong Suh, Hee-Shin Kang and Jeong-O Kim 

Fig. 1 An individual MWCNT mounted between two 

opposing AFM tips (A): SEM image, (B): 

High-magnification of (A), (C) and (D): High 

magnifications of top and lower AFM tips

1. 서    론 

  산업분야에서 합기술로 사용되고 있는 용 (welding), 

이징(brazing), 솔더링(soldering), 착(adhesive 

bonding) 그리고 기계역학  결합(mechanical 

fastening) 등은 마크로(macro)에서 마이크로(micro) 수

의 합(joining)분야에 용되고 있다. 기존의 외선 

이 (CO2 이 , Nd:YAG 이 )를 이용한 합방

식이 미소부품, 통신 부품의 정 합에 사용되고 있

으나, 빔 특성상 100㎛ 수 의 정 용 에만 가능하고 

이  빔직경을 최소화 는 고속화(scanner)를 한 

학장치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며, 한, 학계가 진동 

 외부의 향에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합재료의 

선택에 제한이 크다.   

  MEMS, NEMS, BIO부품 에는 청결, 고신뢰성, 

(hermetic sealing), 열  손상 방지가 가능한 미세

합기술이 요구되며, nanoelectronics 분야에서는 나노

합( : carbon nano-tube con- nection)기술도 요구된다. 

따라서, 자빔 리소그라피, 자빔 직 묘화(e-beam 

direct writing)에서 확인된 나노패터닝 수 의 자빔의 

빔 집속특성을 활용하면 마이크로  나노 범 의 나노

지향 미세 합이 가능할 것이다. 한편, 기존의 자빔 

용 기에서도 고속 자빔 편향 특성을 활용하면 연속 

미세 합이 가능하고 공정시간을 최 한 단축할 수 있

으며, 기존의 SEM 기능과 자빔 용 기술을 목하면 

미세 포지셔닝(positioning), 3차원 합  측정이 동시

에 가능하게 된다.

  따라서, MEMS, NEMS, BIO 부품 등 마이크로/나노 

부품 패키지를 한 나노지향 고속 다수부품 일  미세

합기술 개발에 한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하

고, 나노지향 미세 합 기술 개발을 해 SEM과 자

빔 용 기술을 융합한 정  미새 합기술 연구결과를 

소개하고자 한다. 

2. 나노 합기술 동향

  최근에 Ruoff 등1,2)은 나노튜 의 기계  조작에 한 

연구보고를 통해 자주사 미경(SEM, Scanning 

Electron Microscope)의 집속된 자빔(focused electron 

beam)이 탄화수소(hydro-carbon) 오염물을 용착

(deposition)시켜 Fig. 1과 같이 AFM(atomic force 

microscopy) (tip)에 나노튜 를 부착하 다. 이러한 

기술을 “nano-welding” 혹은 “SEM nano- welding” 기

술이라고 하 으며, SEM 내부에서 CNT를 조작하고 

CNT의 기계  물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는데 이용되었

다.  

  SEM에서 자빔이 반복 으로 주사되는 물체의 표

면에는 고체 탄소 물질이 용착된다3,4). 용착속도는 자

빔 이미지 변수, 진공도, 샘 의 표면 오염정도에 의존

된다. SEM의 진공 챔버 내에 잔류 유기물이 자빔에 

의해 분해된 후 뒤이어 용착이 일어날 수 있으며,  한

편으로는 유기오염물이 자빔이 집속되는s 표면쪽으로 

특 집 : 이 를 이용한 정 제어 응용기술



서  정․강 희 신․김 정 오   

3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ournal of KWJS, Vol. 26, No. 4, August, 2008

22

(a)

(b)

Fig.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s of a 

nano-tube junction before (a) and after (b) 

soldering by deposition of armorphous carb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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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3 Flip chip package

Fig. 4  Soder balls on BGA pad

이동하여 분해  용착되는 2가지 공정으로 구분하여 

설명되고 있다.

  Fig. 2는 SEM의 자빔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

nano-soldering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
5)
. 자빔 조사에 

의해 비결정 탄소(amorphous carbon)가 집성되어 교차

하는 나노튜 가 합된다. 튜 가 합체되는 것이 아니

라 비결정탄소가 solder 재료의 역할을 하므로 

nano-soldering이라고 한다. 공기 에서 이미 탄소나노

튜 의 표면에 붙어 있는 탄화수소 분자가 자빔 조사

에 의해 비결정탄소로 변형된 것이다. 이러한 방법을 활

용하면 미세 나노 크기의 자회로의 제작도 가능하

다.

3. 자빔 응용 합 장치  공정

3.1 Flip chip packing 공정

  최근 자제품의 소형 고기능화에 따라 고 도 면실

장기술이 발 되어 왔으며, BGA (ball grid arrary), 

CSP(chip scale package), 립칩(Flip chip) 패키지의 

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 립칩 기술은 표면실장기술

(surface mount technology)의 진보한 형태로서, 반도체 

칩 윗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PCB 는 칩캐리어 기

에 직 으로 합하게 된다. 즉, 립칩에서는 Fig. 

3과 같이 칩 합패드와 칩을 놓는 기 사이에 범퍼

(bump)에 의해서 직  기 으로 연결된다.  재는 

환경 인 문제로 solder bump 형성을 해 무연

(Pb-free) 무 럭스(fluxless) 범핑공정이 요구된다.

  μ-BGA나 Flip chip에서 사용되는 무연 solder ball에 

E-beam을 조사하여 직  BGA 패드 에 무 럭스 

합한 결과를 Fig. 4와 5에서 보여주고 있다. Fig. 4는 

solder ball을 개별 용융시키고 반면 Fig. 5는 자빔 고



SEM 내부에서의 정  합기술 

大韓熔接․接合學 誌 第26卷 第4號, 2008年 8月 333

23

 

Fig. 5 Melted solder balls on PCB and BGA (Sn-3.5Ag, 

φ500㎛)

Fig. 6 Dynamic deflection of  e-beam

(a)

(b)

Fig. 7 Fractured surface after shear test on (a) PCB 

and (b) BGA

Fig. 8 Modified EB welder (KIMM)

E-Beam Welder Gun Spec. SEM Gun Spec.

UF~10V AC
*IF=4~10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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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ODE

SE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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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be Beam Current
nA~pA

Fig. 9 Comparison of EB-gun

속 편향기술(Fig. 6 참조)를 목하여 여러개의 솔더 볼

들을 고속으로 합한 결과이다.

  Fig. 7은 Fig. 5의 합된 솔더볼들의 합강도를 측

정실험을 한 후의 단면 사진이다. 측정 결과 500㎛ 

ball의 양호한 합강도(력)는 7~8 N이며, PCB의 경우

에는 확보가 되었으며, 단면에 솔더볼의 용융물이 남

아 있음을 알 수 있다.

3.2 SEM 이용 합 장치

  기존의 자빔 용 기를 개조한 자빔 미세 합장치

(Fig. 8)에서는 수십 ㎂의 빔 류를 얻기가 어렵다.  최

근에는 고 도 집 빔(E-beam)의 특성을 이용해서 재

료의 표면 찰이나 반도체 공정  리소그래피에 사용

되어 왔던 주사 자 미경(SEM)을 미세 합에 용하

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. 일반 으로 SEM이 찰

용 도구나 리소그라피용으로 사용될 경우에 얻을 수 있

는 최 류는 100㎀ 수 이다.    

   Fig. 9와 같이 EB-welder와 SEM의 개념은 유사하

며 최근, KAIST에서는 SEM을 Fig. 10과 같이 slit와 

aperture의 hole 직경을 모두 30㎛→1mm로 확 하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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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(a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b)

Fig. 10 Schematic of beam profile (a) with 2nd 

condenser lens on, (b) with 2nd condenser 

lens off

Fig. 11  Developed SEM-welder

   

       before scanning         after scanning(5sec.)    

Fig. 12 SEM melting of solder ball(300㎛)

             (Vacc : ~ 20 kV, Ib : ~ 30 ㎂)

    

      before scanning                after scanning

   Fig. 13 SEM melting of Cu Wire(φ200㎛)

             (Vacc : ~ 20 kV, Ib : ~ 30 ㎂)

   before scanning            after scanning

   Fig. 14 SEM images of Cu wire(φ20㎛)

            (Vacc : ~ 20 kV, Ib : ~ 14 ㎂, t=1min)

2nd condenser lens를 off시켜 최  빔 류(Ib) 얻을 수 

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). 그러나, SEM으로 사용코자 하

는 경우 aperture의 hole 직경을 다시 복원시켜야 하는 

단 이 있으므로 SEM을 합공정 에 실시간 측용

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.

  빔 류(Ib)의 상승을 해서는 기계 인 방법과 기

인 방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. 우선 기계 인 방법

으로는 moving aperture를 사용할 수 있다. SEM( 측)

으로 사용시에는 은 hole을 통해 자빔이 이동하며, 

moving aperture를 완 히 당기면 자빔이 모두 통

하도록 되어 있어 SEM-welder로 사용할 수 있다.  빔

류를 Faraday Cup으로 측정한 결과, 최  Ib = 13㎂

을 얻을 수 있었다. Ib를 더 높이기 해 SEM 고압회로

부에서 배압기 구조를 변경, s/w 주 수 낮게(짧게) 조

, Reflector 단의 COCKROFT-WALT ON capacitor를 

변경한 결과, 최  = 35㎂ 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. Fig. 

11은 개발한 SEM-welder를 보여주고 있다.

4. SEM-welder를 이용한 미세 합결과

  Fig. 12는 SEM-welder를 이용하여 2개의 solder 

ball(φ300㎛)이 용융되어 1개의 ball로 형성됨을 보여주

고 있다.  

  Fig. 13은 φ200㎛의 Cu Wire를 SEM welder의 용융

조건 Vacc = 20kV, Ib = 35㎂(BSE mode)에서 2 min간 

주사한 후의결과이다. Fig. 14는 φ20㎛인 Cu Wire를 

SEM welder의 용융조건 Vacc = 20kV, Ib = 14㎂(BSE 

mode)에서 1 min 간 주사한 후의 SE image와 주사하

기 의 image를 보여 다.  주사  사진의 사각 안에 

빔을 주사하 다. 오른쪽 사진은 용융된 끝단부를 확  

촬 한 사진이다.  

  Fig. 15는 카본나노튜 (CNT : Carbon Nano Tube)의 

합(nano-soldering)실험 결과를 보여 다. 실험에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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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before scanning               after scanning 

Fig. 15 SEM-soldering of carbon nano tube

         (φ10nm) (Vacc : ~ 30 kV, Ib : ~ 100 ㎀)

  

 Fig. 16 Setup of SEM-manipulator

Fig. 17 Joining of CNT at AFM tip

용된 CNT는 직경이 10nm 이며, 가압 압이 30kV이고 

150,000 배율에서 실시되었다. 1분간 나노튜 가 교차하

는 부분에 자빔을 집  조사한 결과 나노튜 가 합

됨을 알 수 있다. 튜 가 합체되는 것이 아니라 비결정

탄소가 solder 재료의 역할을 하므로 nano-soldering(혹

은 nano-welding)이라고 한다. 즉, CNT의 교차부분에 

비결정 탄소가 집성(deposition of armorphous carbon)

되어 교차하는 나노튜 가 합되며, 이러한 원리를 이

용하면 나노튜 가 부착된 AFM  제작  미세 나

노크기의 자회로 제작도 가능할 것이며, 빔 류 

100pA는 SEM에서도 얻을 수 있는 빔 류이므로 

CNT의 경우 SEM을 이용하여 합이 가능하다고 볼 

수 있다.

  SEM 내부에서 미세부품의 이동  조작을 용이하게 하

기 해 manipulator가 요구된다. SEM용 manipulator는 

작동기에 해당하는 3축 manipulator와 제어  동작명

령을 내리는 나노콘트롤러로 이루어진다. 3축 

manipulator는 nano-motor로 정  치제어가 가능하

다. SEM-manipulator를 설치하기 하여 SEM 

chamber 내에 고정용 라켓을 제작한다. Fig. 16은  

nano-manipulator가 라켓에 조립된 상태를 보여 다. 

Fig. 17은 SEM-welder를 이용한 나노튜  탐침 합 

실험결과을 보여주고 있다.  

5. 결    론

  E-beam direct writing 기능을 SEM 장치와 목하여 

미세 합/측정 겸용, 실시간 측기능, manipulator을 갖

는 SEM-welder를 구성하고 합 결과를 분석할 수 있

었다. 확보된 기술이 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Nano 

line, Nano tube, Nano switch, Nano transistor 등의 제

작분야이며, 이를 해 Nano 메카트로닉스 기술과의 

목이 요구되었다.(SEM + 3차원 manipulator) 한, 본 

기술은 MEMS, NEMS, BIO 부품 패키징, 마이크로 머

신 부품 joining, Nano powder 응용 이징 기술에도 

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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